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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사의 역량은 예비교사교육 과정에서 형성된 

것에 기초하며, 이는 초임교사일수록 그 경향성

이 더욱 두드러진다. 예비교사교육 프로그램은 

교실수업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교수

학적 지식과 경험을 예비교사교육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폭넓은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제공되

어야 한다(Hoaglund, Birkenfeld, & Box, 2014). 통

계 지도를 위한 교사의 역량 역시 예비교사교육

에서 길러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비교사교육에서 예비교사들은 효과적인 과제

를 통해 학습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교수학습을 

위한 학습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교사교육 과제는 훌륭한 학습 상호작용을 창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과제로, 인지적 갈등

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방된 토론을 통해 지식

의 사회적 구성을 용이하게 한다(Baturo, Cooper,

Doyle, & Grant, 2007). 예비교사들은 통계의 핵

심 아이디어를 학습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과제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통계 지도를 위한 교사로

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의 

통계 지도를 위한 역량 함량에 도움이 되는 과

제의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015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초등수학의 ‘확률

과 통계’ 영역명이 ‘자료와 가능성’으로 바뀌었

다(교육부, 2015). 이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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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통계적 추론과 사고를 개발하는 것은 예비교사 대상의 통계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예비초등교사들이 통계의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추론을 발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의 활용에 주목하였다.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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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를 통해 통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분포와 변이성에 주목하였고, 의사결정을 위해 맥락적 지식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통계적 의사소통을 위한 주된 참조물로서 통계량과 그래프를 활용하였는데, 이

는 절차적 지식에 고착화된 전통적 통계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가 예비초등교사교육에서 지니

는 가능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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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탐색적 자료 분석의 경험을 통해 통계의 

핵심 아이디어를 습득하고 이후 통계 학습을 위

한 통계적 추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

하기 위함이다. 변이성, 분포, 중심, 맥락과의 상

호작용 등은 통계의 주요 핵심 아이디어로

(Ben-Zvi & Garfield, 2004; Watson, 2006), 통계 

정보를 토대로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상

황 속에서 이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통계적 추론 능력과 사고의 개발을 위해 필수적

이다. 예비교사들은 적절한 과제에의 참여를 통

해 분포, 중심, 변이성, 맥락과 통계와의 상호작

용이라는 통계의 핵심 아이디어를 깊이 있게 이

해하는 경험을 통해 통계적 추론 능력과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지금까

지 통계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현직교사 또는 

예비교사에 대한 연구는 통계에서의 특정 개념

에 대한 이해를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으로(고은

성, 이경화, 2010; 고은성, 이경화, 2011), 현직교

사 또는 예비교사에게 어떠한 학습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통계의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추론과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

금 자료의 중심이나 퍼짐, 변이성과 같은 통계적 

핵심 요소에 주목하도록 하며(박민선 외, 2011;

Makar & Confrey, 2010; Watson, 2008), 분포에 

대한 추론 능력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Konold, & Higgins, 2002). 또한 ‘두 자

료집합 비교하기’ 활동은 맥락에 기초하여 통계

적 추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결론을 이끌어내

는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맥락과 통계의 상호

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풍부한 환경을 제공한다

(Makar & Confrey, 2002).

통계교육 연구자들은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의 중요성과 교육적 유용성에 대해 지속적

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초등학생과 중ㆍ고등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을 제시하는 수준에서의 

주장이 대부분으로, 예비교사교육을 위한 효과적

인 과제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

를 위한 통계교육에서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의 교육적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1)들이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에서 경험할 수 있는 통계적 추론 요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둘째,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는 예비교

사교육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변이성과 분포

변이성2)은 통계학이 존재하는 이유임에도 불

구하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변화하는 

체계 속에 놓여있어 변이성을 어떠한 특별한 개념

으로 인식하지 못한다(Wild & Pfannkuch, 1999).

어느 모임에서 휴식시간을 위해 커피를 준비하

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커피를 사러가기 전에 먼

저 구성원들이 어떠한 종류의 커피를 원하는지 

조사를 하게 된다. 이는 사람들의 커피에 대한 

기호에 변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

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조사를 마친 후 

대부분의 구성원이 아메리카노를 좋아하고 극소

1) 이후 본고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예비교사”는 “예비초등교사”를 의미한다.

2) Reading & Shaughnessy(2004)는 통계에서의 변이성을 변화하는 실체의 특징으로, 변이를 그 특징을 기술
하거나 측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그 차이점을 논의하는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이
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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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사람들이 라떼나 모카를 좋아하는 특징으

로 요약된다면 이것은 그 집단 내에 존재하는 

변이성의 특징이 된다.

Moore(1990)는 통계적 사고를 우리 주위에 변

이성이 편재함을 인식하고 자료집합 내의 변이

성을 양화하고 모델링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

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Snee(1990)는 우리 주위

의 모든 것에,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변이성이 내재해 있음을 인지하고, 그 변이성을 

특징짓고, 양화하고, 제어하고, 축약함으로써 과

정이나 현상을 개선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사고

를 통계적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통계적 사고에 

대한 이들의 정의는 통계에서 변이성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위와 같이 통계에서 변이성을 다양

한 방식으로 다루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분포이다.

Wild(2006)는 분포를 자료집합에 내재해 있는 

변이성의 패턴으로 정의하고 있다. 변이성은 관

찰가능한 실재로(Wild, 2006; Wild & Pfannkuch,

1999), 변이성의 특징을 파악하고 기술하기 위해 

분포에 주목하는 것은 모든 통계적 방법의 기초

가 된다. 즉, 분포라는 렌즈를 통해 변이성을 보

게 된다([그림 II-1]). 자료집합을 볼 때 우리는 

자료집합을 이루는 자료들을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분포라는 렌즈를 통해 개별적인 자

료들을 하나의 전체로 보아야 한다.

[그림 II-1] 변이를 보는 렌즈로서의 분포(Wild,

2006)

자료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변이성에 대해 

서로 다른 양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표

현은 변이성의 양상을 시각화는 좋은 전략이다.

[그림 II-2]~[그림 II-4]는 동일한 자료를 서로 다

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계급의 크기를 5로 

하는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경우 자료들이 

80~85를 중심으로 몰려있고 80보다 작은 쪽 또

는 85보다 큰 쪽으로 갈수록 자료의 빈도수가 

적어지는 단봉분포의 모양을 볼 수 있다([그림 

II-2] 참고). 그러나 계급의 크기를 4로 하는 히

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경우 이와는 다른 쌍봉분

포의 모양을 볼 수 있다([그림 II-3] 참고). 자료

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게 되면 최댓값이나 

최솟값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기 때문

에 자료가 어느 범위에 분포하는지 대략적으로

만 파악할 수 있다. 자료를 표로 나타낸 경우 최

댓값이나 최솟값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자

료가 어느 범위에서 변화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변이성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제한적이다

([그림 II-4] 참고).

[그림 II-2] 자료에 대한 히스토그램(계급크기 5)

[그림 II-3] 자료에 대한 히스토그램(계급크기 4)

학생 수학성적
1 80
2 70
3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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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의 사전적 의미는 한 변수의 변량의 패턴

으로, 한 변수의 모든 가능한 수치들과 그 값들

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를 기록하는 것, 즉 발생

의 빈도수를 보여주는 하나의 정렬이다(Oxford

Dictionary, 2005; 이영하, 최지안, 2008에서 재인

용). 분포는 다양한 통계적 측면에 영향을 받는

다([그림 II-5] 참고). 자료의 퍼짐이나 밀도 또는 

왜도의 특징은 분포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며 이

는 자료의 중심 즉 대푯값을 결정하는데도 영향

을 미친다. [그림 II-6]에서 첫 번째 분포는 대칭

을 이루는 단봉분포로 산술평균과 중앙값 모두 

이 집합을 대표하는 값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두 

번째 분포는 한쪽으로 치우친 모양으로 산술평

균보다는 중앙값이 이 집합을 대표하는 값으로 

타당하며, 세 번째 분포의 경우 대칭이지만 쌍봉

을 이루고 있어 단순히 하나의 대푯값만으로 그 

집단을 특징짓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남주현(2007)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통계교육은 

그래프를 단순히 자료 정리의 목적으로만 지도

하는데 치우쳐 있고 변이성의 양상을 조사하는 

도구로서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김선희

와 이종희(2003), 박영희(2001), 황현미와 방정숙

(2007) 역시 그래프를 지도할 때 변이 추론에 주

목하지 않고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는데 국한

되어 지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 통계적 추리에서 맥락과의 상호작용

통계가 수학과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 중의 하

나는 맥락의 역할에 있다(Rossman, Chance, &

Medina, 2006). 추상적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인 

수학은 맥락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수학

(a) (b) (c)

[그림 II-6] 여러 가지 모양의 분포(Kader, Wilson, & Zbiek, 2013)

분포
(개념적 실재)

중심 퍼짐 밀도 왜도
산술평균, 중앙값,

중간범위, ...
범위, 표준편차,

사분위수 범위, ...
도수, 상대도수,

다수, 사분위수, ...
다수 자료의 

위치
자료

(개별적인 값들)

[그림 II-5] 자료와 분포의 관계(Bakker & Gravemeijer, 2010)

4 80
5 90
6 65
7 71
8 86
9 75
10 60
11 82
12 76
13 85
14 81
15 65
16 85
17 91
18 75
19 85
20 75

[그림 II-4] 자료에 대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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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맥락을 벗겨내면서 근간이 되는 구조를 

연구한다. 통계에서는 자료를 분석할 때 맥락을 

무시할 수 없다. 통계에서의 자료 분석은 맥락 

의존적이다. Mallows(1998)에 따르면 통계적 사

고는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 전체에 걸쳐 자료가 

지닌 정보와 맥락적 지식 사이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달한다. 통계적 사고가 이루어지는 

원자재(raw materials)는 통계적 지식, 맥락적 지

식, 그리고 자료 안의 정보이다. 시사점, 직관,

추측을 산출하기 위해 이 요인들을 통합하는 것

이 통계적 사고이다. 맥락적 지식 없이 통계적 

사고에 젖어들 수 없다(Wild & Pfannkuch, 1999).

윤형주 외(2012)는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맥락과 통계의 상호작용을 [그림 

II-7]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문제형성 단계에서는 

맥락적 지식의 형태로 파악된 대상의 속성을 통

계적 지식인 변량으로 대응시켜야하고, 통계적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변량의 척도 수준에 대한 

정보를 통해 맥락적 영역에 있는 대상의 속성에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지 파악할 수 있다. 자료수

집 단계에서는 맥락적 지식인 참값을 통계적 영

역의 측정값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오차를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측

정 방법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분석과 

결과해석 단계에서는 조사목적과 자료의 특성에 

맞게 그래프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프의 

구조적 특성과 한계점 등을 고려하여 도출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추론이 비판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3.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통계에서 분포의 중요

성은 변이성을 설명하고 제어하는 통계의 학문

(a) 문제형성 단계에서의 상호작용 (b) 자료수집 단계에서의 상호작용

(c) 자료분석/결과해석 단계에서의 상호작용

[그림 II-7] 맥락과 통계의 상호작용(윤형주 외, 2012)



- 696 -

적 정체성에 의해 설명된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

학의 본질적인 측면을 지도하기 위해 학교통계

에서 학생들이 자료의 분포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통계적 

소양 교육을 위해 교사들은 통계학과 수학의 학

문적 차이를 드러내어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탁

병주(2017)의 제언을 고려할 때, 분포 개념은 교

육과정상 통계 그래프를 작성하고 해석하는 초

등학교 수준에서부터 비형식적인 형태로 주목할 

수 있도록 교사에 의해 안내될 필요가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학교통계에서 분포를 지도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두 개의 분포를 비교하는 

과제를 제안한다. Abelson(1995)에 따르면 통계에서

‘비교’라는 아이디어는 통계적 의사결정과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요인들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p. 3). 이러한 

측면에서 두 개의 분포를 비교하는 과제는 통계

적 추론의 여러 측면에서 동기를 부여하고 변이

성에 관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

(Makar & Confrey, 2010, p. 419). 변이성은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추리와 정당화를 위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핵심 아이디어이다(탁병주, 2017).

분포에 대한 비형식적인 이해는 상위 학년에서

형식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Bakker

& Gravemeijer, 2010, p. 176). 이때, 분포를 비형

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주어진 자료 집합을 개

별값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케 

함을 뜻한다(Konold & Higgins, 2002). 즉, 두 개

의 분포를 비교하는 과제를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준으로 비형식화한 것이 두 자료집합 비교하

기 과제이다. 이에, 비형식적인 통계적 추리를 

강조하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두 자료집합 비교

하기 과제의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Konold & Higgins(2002)는 두 자료집합 비교하

기 과제가 통계교육에서 학생들의 인지적 측면

과 정의적 측면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고 주장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두 자

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를 통해 자료의 개별이 아

닌, 분포로서 자료를 고려하고 중심 외에도 변이

성에 대한 측정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Leher & Schauble(2002)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들에게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를 부여한 결

과, 대푯값뿐만 아니라 산포도까지도 관찰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또한,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는 실제적인 맥락이 주어진 상황

에서 비교를 통한 ‘의사결정’을 학생 스스로 내

려야 한다는 점에서 통계 학습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 이는 맥락과 통계

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통계적 소양 교육의 측

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수학 수업에서 과제를 활용하는 것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으로 고려되기 시작하면서(Sullivan,

Clarke & Clarke, 2016),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과제 해결이 교사교육의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미 Schulman(1986)과 Ball et

al.(2008)에 의해 연구된 바와 같이 교사의 지식

은 교과에 대한 지식과 교수학적인 지식으로 분

류됨에 따라, 교사의 과제 해결 경험은 과제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수학 수업에서 교사에게 필

요한 수학적 지식의 성장을 이끌어낸다고 기대

할 수 있다(Guberman & Leikin, 2013). 특히 통계

를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는 통계적 추론이나 소

양 교육에 대한 경험이 적절히 주어지지 않아 

그에 대한 내용 지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이경화, 2015),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를 교사들이 직접 해결

해봄으로써 분포에 대한 비형식적인 경험을 통

해 비형식적인 통계적 추리의 지도를 위한 전문

성을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Makar & Confrey(2010)는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를 수행하는 중등교사의 통계적 추론을 분

석하여 그 특징을 확인하고 변이성에 대한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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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형화한 바 있다.

요컨대, 통계는 분포를 도구로 활용하여 변이

성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변이성은 통계와 수학

을 구분 짓는 핵심적인 개념이다(Franklin et al.,

2007). 또한, 자료의 변이성과 분포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추론은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맥

락적 영역과 통계적 영역의 상호작용을 기반으

로 한다. 즉, 통계적 소양 교육에서 변이성과 분

포는 학교 수준에서 통계적 문제해결을 통한 비

형식적인 통계적 추론 학습의 핵심적인 기반이

다.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는 자료의 분포에 

주목케 함으로써 비형식적인 통계적 추론을 지

도하는 데 교육적 가치가 있음이 선행연구를 통

해 확인되었고, 나아가 통계적 소양 교육을 위한 

적절한 내용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

라 예비초등교사교육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기대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목적은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

제가 예비교사들을 위한 통계교육 프로그램에서 

효과적인 과제로서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저자 중 

1인이 A시 소재의 교육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진행한 강좌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강좌명은 

‘초등교사를 위한 확률과 통계’로, 학부 2학년생

[과제 1] 전주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어린이용 소화제를 구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A’ 소화제와 ‘B’ 
소화제 중 어느 것으로 구비해 놓을지 결정하기 위해 두 소화제의 용해시간을 참고하여 결정하기

로 하였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시오.(소화제 용해시간은 복용한 순간부터 몸에 흡수되기 시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A

소화제

B

소화제

[과제 2] 전주초등학교 근처에는 비슷한 거리에 ‘A’ 병원과 ‘B’ 병원이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학

교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병원의 구급차를 불러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두 병원의 구

급차 대기시간을 참고하기로 하였습니다. ‘A’ 병원에 대해 36개의 자료, ‘B’ 병원에 대해 74개의 자

료를 모았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시오.(구급차의 대기시간은 병원에 처음 전화한 시간과 구급차가 실제로 도착한 

시간의 차이)

A

병원

5 6 6 7 8 8 9 9 10 11 12 12 12 12 13 14 16 17 17 17 19 20 20 20 20 

20 20 20 20 21 21 23 23 24 24 24

B

병원

7 7 8 8 9 9 9 9 9 9 9 9 9 10 10 11 11 11 11 11 12 12 12 13 13 13 

13 13 13 14 14 15 15 15 16 16 17 17 18 18 18 18 18 18 18 18 20 20 

21 21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4 24 25 25 25 26 26 26 27 27 

28 28 28 29 29

[그림 III-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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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예비초등교사 24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이 강좌에서 학생들은 본 연구를 위

한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지는 시점 이전까지 통

계적 사고의 기원과 특징, 분포와 변이성, 상자

그림, 점도표에 대해 학습했으며, 또한 히스토그

램을 포함한 초ㆍ중ㆍ고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에 대해 학습했다. 그리고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 4단계에 대한 학습도 이

루어졌다. 예비교사들은 초ㆍ중ㆍ고 학생을 위한 

통계소프트웨어인 통그라미의 기능 및 사용 방

법을 실습을 통해 습득하였다. 그러나 두 자료집

합을 비교하는 활동에 대한 경험은 제공되지 않

았다.

2.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의 설계

[그림 III-1]은 예비교사들에게 제시한 ‘두 자

료집합 비교하기’ 과제이다. 과제 1은 Kader,

Jacobbe, Wilson, & Zbiek(2013)의 연구에 제시된 

과제에서 자룟값의 변형 없이 일부 상황만 변형

하였다. 과제 2는 박민선 외(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자룟값과 상황 모두를 일부 변형

하였다. 과제 1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두 자료

집합의 자료의 수가 동일하며, 둘째, 분포의 모

양이 유사하여 두 자료집합을 비교하는데 동일

한 종류의 대푯값을 사용할 수 있다. 과제 2의 

가장 큰 특징은 과제 1과 달리 두 자료집합의 

자료의 수가 동일하지 않으며, 둘째, 분포의 모

양이 서로 달라 서로 다른 종류의 대푯값을 사

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두 과제에서 

자료는 모두 수로 제시하고 그래프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예비교사들은 다양한 그래프로 자료

를 표현해보고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적

절한 그래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주에 걸쳐 진행된 수업을 

통해 수집되었다([그림 III-2] 참조). 첫 번째 주

에서 예비교사들은 3시간 동안 4인 1조로 [그림 

III-1]의 두 과제를 해결하고, 전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수업 시간에 완성하지 못한 

부분은 조별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완성하

도록 하였다. 두 번째 주에서는 6개 조가 그들의 

해결과정과 도출한 결론을 발표하였다. 첫 번째 

주에서 학생들이 조별 모임을 통해 두 과제를 

해결하는 동안 연구자(교수자)는 학생들의 논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두 번째 주에 이루어질 논의

의 내용을 선별하고 예비교사들이 이의를 제기

하거나 질문을 제기하지 못했을 때 교수자가 그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자료로 

활용하였다. 두 번째 주에서 발표가 진행되는 동

안 다른 조의 학생들은 발표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의 자료는 두 가지로,

하나는 예비교사들이 첫 번째 주에 완성한 보고

서이고, 다른 하나는 두 번째 주에 교수자의 중

재 하에 이루어진 예비교사들 간의 토론 내용이

다. 첫 번째 주에 예비교사들의 토의 내용을 관

찰하면서 교수자가 기록한 내용은 학생들의 사

고를 이해하고 토론을 원활히 중재하는 참고자

수업 1주차 추가 조별 활동 수업 2주차

․과제 소개

․과제 해결(조별 활동)
→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하여

조별로 과제 완성
→
․과제 해결 과정 및 결과 발표

․전체 토론

[그림 III-2] 과제 탐구를 위한 수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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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활용하였다. 두 번째 주에 이루어진 토론 

내용은 녹화되었으며, 또한 전사를 통해 문서자

료로 변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예비교사들의 사고 속에 드러난

통계적 아이디어 중심으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이때 주된 분석 틀로 활용된 것은 Pfannkuch

(2006)의 추론 요소 및 추론 조정 요소이다.

Pfannkuch(2006)는 단순히 통계량을 계산하고 그

래프를 작성하는 기술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통

계교육을 비판하면서, 상자그림(box plot)을 활용

한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에서 나타나는 현

직교사들의 추론 요소와 이를 조정하는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 지도를 위

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Pfannkuch(2006)

는 상자그림을 기반으로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에 대한 교사의 추론 모델을 [그림 III-3]과 

같이 8개의 추론 요소와 2개의 추론 조정 요소

로 제시하였는데, 이 중 특히 그동안 선행연구에

서 확인할 수 없었던 표집, 설명, 평가, 참조 요

소 또한 형식적 추리를 향해 나아가는 추론 요

소의 일부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비록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가 상자

그림의 형태로 주어지지는 않았으나, 연구 참여자 

모두 상자그림을 직접 작성하고 이를 자신들의 

통계적 추론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그림 III-3]의 

모델을 분석 틀로 활용한다.

IV. 결과 및 논의

1. 통계적 문제해결을 위한 근거로서 분

포와 변이성에 주목

통계적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은 대개 통

계적 추리와 정당화에 기대어 이루어진다. 그러

나 이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분포와 

변이성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이해 수준

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보고되어왔다(고은성,

이경화, 2011; 탁병주 외, 2017). 일례로, Silva &

Coutinho(2008)는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변량 

분포에서의 변이성에 대한 추론을 조사하였는데,

이들 대부분 자룟값의 편차로서 표준편차를 이

해하는 언어적 추론 수준에 그쳤으며 통계적 추

리로 나아가기 위한 적절한 분포 개념을 형성하

지 못하였다.

특히, 교육과정상 자료의 그래프 표현 및 그와 

관련된 추론을 지도해야 하는 예비교사들에게 

중심, 퍼짐과 같은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

추론 요소

가설 생성 집단의 경향에 대해 비교하고 추론하기.

요약 동일한 요약값을 비교하기. 동일하지 않은 요약값을 비교하기.

이동 분포들을 상자그림과 같이 시각적으로 하나의 전체로서 비교하기.

신호 중앙에 있는 자료의 겹침을 비교하기.

퍼짐 상자그림과 같은 표현에서 퍼짐, 밀도의 유형에 대해 국소적, 전반적으로 비교하고 언급하기.

표집 표본 크기, 동일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의 차이 비교, 추리 대상으로서 모집단 고려하기.

설명 자료의 맥락 이해하기. 결과의 타당성 고려하기. 결과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 고려하기.

개별 사례 가능한 특이값 고려하기. 개별값 비교하기.

추론 조정 요소

평가 상자그림의 길이와 비중으로 기술, 입증된 근거.

참조 집단의 라벨, 자료 측정, 통계적 측정, 자료 분포, 자료 분포 그림, 맥락적 지식과 통계적 지식.

[그림 III-3]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에서 나타난 교사의 추론 모델(Pfannkuch,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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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분포 개념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Reading & Canada, 2011, p. 230).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는 예비교사들이 통계적 의사결정

을 위한 근거로서 분포와 변이성에 주목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교사교육을 위한 과제로 활용될 

수 있다. Pfannkuch(2006)가 제시한 추론 모델에 

따라 예비교사들의 과제 수행 및 반응을 분석한 

결과, 가설 생성, 요약, 이동, 신호, 퍼짐, 표집의 

여섯 개 요소로부터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가. 가설 생성

가설이 생성되는 시점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가설은 자료가 수집되기 전에, 수집된 자료를 조

사하기 전에, 자료 분석을 진행하는 동안에 생성

될 수 있고 조사가 끝날 때 형성될 수도 있다

(Pfannkuch, 2006, p. 34).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

들은 다음과 같이 일차적으로 두 표본의 대푯값

과 산포도를 이용하여 두 자료집합을 비교하는 

가설을 생성하였다.

그래서 평균값, 중앙값과 모두 A소화제가 더 

작기 때문에 A소화제가 더 빨리 녹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략)... 그리고 표준편차와 범

위도 A소화제가 더 작기 때문에 A소화제의 녹

는 속도의 편차가 더 작고 일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

에서 개별 사례에 대한 비교보다는 전체적 특징

을 요약하여 비교하였다. 즉, 두 자료집합을 비

교하는 가설을 생성하기 위해 대푯값과 산포도 

등의 측정을 통한 수치화, 그리고 그래프를 활용

하여 분포를 국소적 혹은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도표화를 활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를 통해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가 예

비교사들에게 집단의 경향성에 대한 인식을 통

해 변이성을 고려하게 하고, 변이성을 다루기 위

해 분포를 요약하도록 안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요약

요약은 자료의 분포 상태를 수치로 요약한 것

을 말한다.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에서 주로 

사용하는 요약은 자료의 중심과 퍼짐을 나타내

는 측정이다.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두 자료

집합의 자료에서 구한 동일한 요약을 비교하였

다. 그러나 상자그림과 같이 분포를 그래프로 표

현하게 되면, 동일한 요약과 더불어 동일하지 않

은 요약의 비교가 통계적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

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 중 한 

모둠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 집합의 제3사분위수

와 다른 집합의 제1사분위수를 비교함으로써 소

화제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의 정당화를 시도하

였다.

이 상자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A소화제의 하

위 누적 75%인 삼사분위에 있는 이 수와 B소

화제의 하위 25%인 일사분위의 수가 거의 유사

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A소화

제의 하위 75%와 B소화제의 하위 25%가 유사

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소화제를 선택하면 몸에 더 

빨리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두 자료집합 비교 과제는 연구 참여자들

이 자료의 변이성을 인식하고 분포를 기초통계

량이나 그래프로 요약함으로써 통계적 문제해결

에서 가설 생성의 발판을 마련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때, 특히 상자그림과 같은 그래프는 동

일한 요약과 동일하지 않은 요약을 동시에 사용

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통계적 의사결정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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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동

Pfannkuch(2006)에 의하면 이동 요소는 그래프

를 하나의 전체로 간주하여 한 그래프가 다른 

것보다 더 높거나 더 멀리 있는지 비교하는 것

과 관련된다. 그는 이동 요소를 동일한 요약값을 

비교하는 요약 요소와 구분되는 점을 다음과 같

이 언급하였다. “이동 요소의 경우 시각적으로 

하나의 전체로 비교되는 것이지 값들 사이의 일

대일 대응 비교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요약 

요소와 다르다(Pfannkuch, 2006, p. 35).” 이러한 

이동 요소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추론은 

상자그림을 이용하여 두 자료집합을 비교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A소화제의 그림이 전체적으로 B소화제의 그림

보다 조금 왼쪽으로 치우친 점을 통해서 A소화

제가 B소화제보다 더 빠르게 용해될 수 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상자그래프를 보았을 때도, .. 중략.. A소화

제가 더 앞쪽에 있고, B소화제가 더 뒤쪽에 있

어서 A소화제의 용해 시간이 더 짧다고 생각했

습니다.

두 모둠의 발표 각각에서 “A소화제의 그림이 

전체적으로 B소화제의 그림보다 조금 왼쪽으로 

치우친 점”, “A소화제가 더 앞쪽에 있고, B소화

제가 더 뒤쪽에”와 같은 진술은 이동을 정량적

으로 다루기보다 질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중심과 

퍼짐 외에도 전체적인 ‘모양(shape)’에 대한 인식

이 필수적인데,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는 통

계적 의사결정을 위해 자료를 상자그림과 같이 

시각적인 모양으로 표현할 기회를 부여한다.

라. 신호

Konold & Pollatsek(2002)은 신호를 변화하는 

과정 속에 안정적 속성이라고 언급하며 이 안정

화를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실한 것, 즉 “소음과

정 속에 신호(p. 262)”로 설명하였다. 그들은 표

본이 점점 더 커질수록 안정화되어가는 중심의 

측정(평균 또는 중앙값)과 분포의 전체적인 모양 

및 변이성의 측정을 신호에 해당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신호 요소에 해당하는 추론은 

연구 참여자 중 한 모둠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

었다.

A병원의 상자그래프를 보면 가장 빈도수가 많

게 모여 있는 곳이 17분(중앙값)에서 20분(제3

사분위수) 사이에 여기, 중앙값에서 삼사분위의 

수까지이고, 여기 B병원의 상자그래프를 보면 

빈도수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을 보면 여기 

11분(제2사분위수)에서 16분(중앙값)까지 이 부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100

번을 불렀다고 하면은 가장 많은 빈도가 나타

나는 부분은 A병원은 17-20분 사이이고, B병원

은 11-16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B병원 구급

차를 부르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습

니다.

이 모둠은 구급차 대기시간 비교 과제에서 두 

자료집합의 자료를 각각 상자그림으로 나타낸 

후 폭이 가장 좁은 부분을 비교하여 두 자료집

합에 대한 비교 가설을 생성하였다. “빈도수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을 보면, 여기 11분(제2사

분위수)에서 16분(중앙값)까지 이 부분”과 같은 

진술로부터 예비교사는 자료가 밀집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두 자료집합을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100번을 불렀다고 하면 가장 많은 

빈도가 나타나는 부분은 A병원은 17-20분 사이

이고, B병원은 11-16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B병원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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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서 표본을 증대시키더라도 폭이 가장 좁은 

부분은 안정적인 것으로 고려하여 추론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마. 퍼짐

연구 참여자들은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

에서 표준편차와 사분위수 범위 및 범위와 같은 

기초통계량을 이용하여 자료의 퍼짐에 대해 양

적으로 비교하였다. 또, 상자그림을 이용하여 자

료의 퍼짐을 시각적으로 비교하는 모습도 나타

났다. 특히, 한 모둠의 다음과 같은 발표를 통해,

두 표본 집단의 평균과 중앙값이 상반되는 구급

차 대기시간 비교 과제에서 자료의 퍼짐이 적절

한 대푯값을 선택하거나 두 자료집합의 비교 가

설을 세우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앙값이라는 것은 줄을 세워서 중

앙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중앙값이 많이, 많이 

퍼져있으면, 그 의미가, 의미라고 해야 하나, 의

미가 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B병원

의 중앙값은 크게 그 중요한 값이 아니라는 결

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B병원이 A병원보다 

더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값보다는 

평균값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

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의 퍼짐이란 변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이다.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는 다른 추

론 요소에서도 확인했듯이 통계적 문제해결 맥

락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자료의 분포와 변이성

에 주목하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이는 구급차 대

기시간 비교 과제와 같이 자료의 두 자료집합의 

중심을 나타내는 대푯값이 서로 상반되는 맥락

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자료의 중심만으로 통계

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경우 자료의 퍼짐

에 주목하게 되며, 중심과 달리 퍼짐은 수량화만

으로 그 양감(量感)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상자

그림과 같은 그래프에 의존하게 된다.

바. 표집

표집 요소는 자료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되었

고 표본분포로부터 기저의 모집단분포에 대한 

추리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에 의해 뒷받침된다

(Pfannkuch, 2006, p. 36). 그러나 이러한 표본대

표성 외에 표본분포와 모집단분포 사이의 괴리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집변이성이 존재하기 때문

에, 표본 크기가 다른 두 자료집합을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Pfannkuch,

2005). 두 자료집합의 표본 크기가 다르게 주어

진 구급차 대기시간 비교 과제에서 일부 연구 

참여자 모둠은 다음과 같이 상자그림을 이중 비

교(dual comparison)하여 추론하는 모습을 보여주

었다.

그러니까 그 25%가 차지하는 구간이 여기가 더 

짧잖아요. 만약에 여기 10에서 16분까지가 

(25%를) 차지하고 있고, 16분에서 20분 사이가 

2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25%라도 그 

구간이 여기는 더 넓고 여기는 더 짧아서 그렇

게 생각을 했어요. ...(중략)... 두 개의 자료 수

가 다르니까 각각 따로따로 비교해봤을 때 A병

원의 상자그래프를 보면은 가장 빈도수가 많게 

모여있는 곳이 17분(중앙값)에서 20분(제3사분

위수) 사이에 여기, 중앙값에서 3사분위의 수까

지이고, 여기 B병원의 상자그래프를 보면은 빈

도수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을 보면은 여기 

11분(제2사분위수)에서 16분(중앙값)까지 이 부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중 비교란 한 상자그림에서의 퍼짐과 상자

그림들 사이의 퍼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개 

자료의 조밀성을 비교할 때 사용된다(Pfannkuch,

2006, p. 36). 표본의 크기가 다른 두 자료집합을 

비교하기 위해서 위 모둠은 상자그림 중에 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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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좁은 부분에 대한 국소적인 비교를 시도하

였다. 즉, 크기가 다른 두 표본을 비교하여 결론

을 이끌어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그 방

법으로서 이중 비교를 채택한 것이다.

다만, 표본에 대한 추론은 표본 크기와 표집 

방법을 포함하는데(Watson, 2010) 연구 참여자들

은 통계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이러한 요소들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이는 두 자료집합 비교 

과제를 활용하여 예비교사의 표집 추론을 발달

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표본의 크기가 다른 집

합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의미한다.

사고 실험에만 의존하여 예비교사의 표집 추론

을 발달시키기보다는, 경험적 시뮬레이션과 같은 

실제적 경험과 표집 과정에 대한 설명이 두 자

료집합 비교하기 과제에 포함되어야 비로소 통

계적 의사결정에서 표본과 표집에 주목할 것으

로 예상된다.

요약하자면,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를 수행

한 예비교사들에게서 분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추론 요소들은 매우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 요소들은 자료의 분포에 주목하게 하는 핵심

적인 아이디어들이므로 통계적 의사결정에서 자

료의 분포를 고려해야 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는 선행

연구에서 강조했던 분포와 변이성에 대해 예비

교사들이 비형식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계적 

문제해결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만,

표본 크기가 두 자료집합 사이의 변수로서 역할

을 할 경우, 자료 수집과 결과 해석 사이의 상관

관계에 대한 예비교사의 주목과 고려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본 크기는 

비형식적인 추리에서 강조되는 핵심적인 내용 

요소인 만큼(박민선, 2015), 예비교사들이 표집에 

대한 추론 요소를 드러낼 수 있도록 두 자료집

합 비교하기 과제에서 표본의 크기와 표집 방법

에 주목할 수 있는 맥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통계적 의사결정을 위한 맥락적 지식 

고려

통계적 소양 교육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통계

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맥락적 영역

과 통계적 영역의 상호작용이다(탁병주, 2017;

Wild & Pfannkuch, 1999). 이때, 맥락에 대한 예

비교사의 사전 지식은 새로운 맥락적 경험에 비

추어 서서히 발전하면서 새로운 목적으로 사용

된다. 따라서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를 통해 

통계적 의사결정을 위한 맥락적 경험을 예비교

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통계 지도를 위한 사전 

지식을 구축하는 데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사전 지식은 때로는 기대하지 않은 역할을 

하고 발달을 방해하지만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지식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

에, 통계적 영역과 상호작용하는 맥락적 경험의 

제공은 예비교사가 자신의 통계적 지식을 통계

적 소양의 관점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장애가 

아닌,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다.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는 예비교사들이 

통계적 의사결정을 위해 맥락을 고려하고 그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교사교

육을 위한 과제로 활용될 수 있다. Pfannkuch

(2006)가 제시한 추론 모델에 따라 예비교사들의 

과제 수행 및 반응을 분석한 결과, 설명, 개별 

사례 요소에서 그 가능성과 함께 과제의 개선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설명

설명 요소에서는 실세계에 대한 자신의 지식

을 활용하여 통계적 조사의 배경과 결과를 고려

하며, 이때의 맥락적 지식은 결과의 타당성 판

단, 가설 생성 과정에서의 변수 고려 등에 사용

된다(Pfannkuch, 2006, p. 38). 연구 참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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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다음과 같이 통계적 문제해결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위해 설명 요소에 대한 추론

을 드러내었다.

어느 병원을 결정할지 고려해야 할 조건, 첫째,

어느 병원의 구급차 대기시간이 빠른가, 두 번

째 어느 병원의 구급차 대기시간이 일정한가.

아까 활동 1이랑 같은데요, 이것도 아까랑 마찬

가지로 아무리 구급차가 빨리 온다고 하더라도 

한 구급차가 엄청 늦게 오면 확률적으로 더 빨

리 오더라도 문제가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 병원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하

는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지식을 참

조하여 조사 결과를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즉, 여기에서 설명 요소는 맥락에 따른 통계

적 의사결정의 기준과 정당화의 근거를 마련하

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다만,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표집 요소가 추론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

다보니 조사의 배경을 고려하는 모습은 드러나

지 않는다.

한편, 모둠 발표 중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

되었다. 이는 맥락적 지식이 한편으로는 통계적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화에 활용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통계적 정보를 소

비하는 과정에서의 비판적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구급차 특성상 1분 차이도 되게 큰 거잖아요,

그런데 A 그래프가 B에 비해서 중앙값이 1 정

도 더 크잖아요, 그러면 중앙값이 A가 1 더 크

다는 것은 중앙값이, 1분 더 늦게 온다는 거는,

그거는 고려 안하지 건지?

전통적 통계교육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는 맥락과 유리된 채 인위적

인 상황에서 자료를 기술적으로 정리하고 통계

량을 계산하는 데 치중한다는 것이다(우정호,

2000).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는 위와 같이 

설명 요소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맥락의존적인 

통계적 사고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통계적 문제해결의 

비판적 평가와 정당화에도 이러한 맥락적 지식

이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이 두 시

사점은 모두 통계적 소양 교육을 위해 예비교사

가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통계 교수 지식이다

(탁병주, 2017). 예비교사들의 이러한 지식을 더

욱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확인했던 표집 요

소에 대해 추론할 수 있도록 과제를 통해 적절

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표집이 이루어진 조사 

배경에까지 예비교사들이 주목함으로써 맥락적 

지식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개별 사례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에서 자료의 분포를 요약하기 위해 상자그

림을 활용하였다. 상자그림은 일반적으로 자료의 

특이값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으며,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서도 개별 사례에 대한 추

론 요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Pfannkuch(2006)에 

따르면 상자그림이 주어지더라도 교사들은 특이

값을 비롯한 개별 사례를 기반으로 한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개별 사례 요소는 통

계적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얻은 결론이 모든 

사례에 대해 절대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드러

내며, 이는 수학적 명제와 다른 통계의 비결정론

적 사고를 인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예비교사들이 개별 사례에 주목하는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두 자료집합 비

교하기 과제에서 각 집합에 특이값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분포로부터 추론을 할 

때, 예비교사들은 특이값으로 보이는 것들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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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게 되면 조사의 배경과 맥락적 지식을 고려

하여 자료의 일부로 포섭할 것인지 아니면 오류로

서 제거해야 할 대상인지를 판단한다(Pfannkuch,

2006, p. 39). 즉, 특이값은 통계적 의사결정 과정

에서 예비교사들이 표집 과정에 주목하도록 하

고 맥락적 지식을 활용하게끔 유도한다는 점에

서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변수이다.

요약하자면,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를 수

행한 예비교사들은 자신의 맥락적 지식에 비추

어 통계적 의사결정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인

다. 또한, 타인의 통계적 의사결정을 비판하는 

데 역시 맥락의존적인 통계적 사고에 기반을 둔

다는 점에서,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는 통계

적 소양 교육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맥락적 

영역과 통계적 영역의 상호작용을 학습하는 데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에서 표집 방법과 조사 배경에 주

목할 수 있도록 맥락이나 발문을 조정하고, 자료

에 특이값을 포함하여 개별 사례에 대한 예비교

사의 추론 요소도 드러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수학적 조치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통계적 의사소통을 위한 통계량과 그

래프의 활용

통계적 소양은 통계 정보에 대한 비판적 평가

와 함께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함의한다(Gal, 2002). 두 자료집합 비교하

기 과제의 맥락은 대개 비교를 통해 문제 상황

에서 ‘선택’이라는 의사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두 자료집합을 통계 정보로 가공하여 이를 바탕

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는 예비교사들에게 

통계적 의사소통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통계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교육을 위

한 과제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 역시 발표 

및 질의응답이라는 형식을 통해 두 자료집합 비

교하기 과제를 통한 의사소통을 염두에 두고 설

계되었다. Pfannkuch(2006)가 제시한 추론 모델에 

따라 예비교사들의 과제 수행 및 반응을 분석한 

결과, 평가, 참조 요소에서 그 가능성과 함께 과

제의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평가

평가 요소는 어떤 한 요소에 의해 제시되는 

근거의 강도를 질적으로 판단하고 두 자료집합 

사이에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그 

근거를 가늠해봄으로써 추론 과정을 뒷받침하는 

조정 요소이다(Pfannkuch, 2006, p. 39). 연구 참

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로 대푯값과 산포도를 

나타내는 기초통계량을 활용하여 자신이 생성한 

가설을 평가하는 경향을 드러내었다.

A소화제, A소화제가 B소화제보다 평균적으로 

15초보다 빠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중앙값

도 16초가 빠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표

준편차를 보면, 표준편차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

어져 있냐를 보는 건데, B소화제가 A소화제보

다 표준편차가 3이나 높다는 것은 B소화제가 

더 많이 퍼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다가 범위도 A소화제가 39, B소화제가 46으로 

A소화제의 범위가 훨씬 좁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평균값, 중앙값과 모두 A소화제가 더 

작기 때문에 A소화제가 더 빨리 녹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급차 대기시간 비교 과제에서 추론

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상자그림과 같은 그래프였다. 두 자료집합

에 대해 자료의 중심을 측정하는 평균과 중앙값

이 상반되어 기초통계량의 정보로는 가설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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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자료의 퍼짐을 고려하는 모

습을 보였다.

A 그래프는 중앙값에 비해 폭이 더 좁은 것은,

좀 더 일정한 시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고요, B 그래프는 중앙값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퍼져있으므로 일정한 시간을 A 그래프

보다 더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 그래프를 보면 여기 끝에 있는 부분이 

가장 늦게 오는 그런 시간인데, 가장 늦게 오는 

표본도 B 그래프, 즉 B병원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는 예비교사에게 

자신의 추론을 반성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때 예비교사

들은 대푯값이나 그래프를 바탕으로 평가에 대

한 추론 요소를 드러내는데, 전통적 통계교육에

서 강조해왔던 대푯값의 계산과 그래프의 작성 

대신 그 의미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의사결정을 

통해 대푯값과 그래프를 지도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는 통계적 소양 

교육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두 자료집합 비

교하기 과제에서 대푯값, 그래프는 맥락적 영역

과 통계적 영역을 연결하며 통계적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추론을 조정하는 중요한 아이

디어이다.

나. 참조

평가 요소에서 확인했던 연구 참여자의 발표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

이 자신의 추론을 조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참

조했던 것은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와 같은 기

초통계량이었다.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에게 가장 

익숙한 분포 요약 방식은 측정 즉, 수치화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의 수치화는 개별 자룟값

의 정보를 가려버리는 반면, 자료를 압축하여 간

결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간명한 정보를 이

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두 자료집합을 비교하

는 가설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자료의 중심과 퍼짐의 측정을 이용

하여 두 자료집합을 비교하는 가설을 생성한 이

후, 자료를 도표화하여 가설의 정당성을 재확인

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자그래프를 보시면, 상자그래프의 중앙이, 중

앙선이 중앙값이죠. 그래서 상자그래프로 범위

와 중앙값을 한 눈에 볼 수 있는데요, A소화제 

녹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이 폭도 더 좁기 때

문에 범위도 더 작은 걸 알 수 있고요. 최댓값

과 최솟값 모두 A소화제가 B소화제보다 작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자료집합 자료의 중심과 퍼짐의 측정을 통

해 생성된 가설을 그래프로 재확인하는 의도에 

대해 위 연구 참여자는 “상자그래프로 범위와 

중앙값을 한 눈에 볼 수 있는데요”와 같이 언급

하고 있다. 즉, 두 자료집합을 비교할 때 자료의 

시각화는 시각적인 효과를 꾀하는 부차적 참조

물을 얻기 위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만, 구급차 대기시간 비교 과제와 같이 기초통계

량의 계산으로 가설을 생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게 될 경우, 참조물로서 그래프의 역할은 

부수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가설을 생성해내

는 강력한 근거로 활용된다.

여기서 평균값, 중앙값, 두 개의 값을 대푯값을 

보았는데요, 평균은 A병원이 빨랐고, 중앙값은 

B병원이 더 빨랐기 때문에, 퍼짐을 또 비교를 

해봐야겠지요. ...(중략)... 상자그래프로 보시면

은 A병원 상자의 길이가 더 짧은 것이 보이시

죠. 그래서 여기서 중앙값이 중앙선이기 때문에 

A병원에 비해 B병원이 중앙값에서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우선적으로 자신들에게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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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초통계량에 의한 상징체계를 선택한 후, 상

자그림과 같은 시각적 상징체계를 참조하는 추

론 조정 요소를 보여주었다. 이때, 그래프는 기

초통계량으로 생성한 가설을 통해 의사소통하기 

위한 편리한 참조물로서 활용되기도 하고, 기초

통계량만으로 명확하게 가설을 생성할 수 없을 

때 자료의 국소적 혹은 전반적 분포를 살펴보기 

위한 평가 근거로서 활용되기도 한다. 두 자료집

합 비교하기 과제는 예비교사들에게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제시함으로써 그래프가 한편

으로 평가에 대한 추론 요소로서, 다른 한편으로 

참조에 대한 추론 요소로서 활용되도록 유인한다.

요약하자면,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를 수

행한 예비교사들은 주어진 자료를 적절한 통계 

정보로 가공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결

정에 대해 통계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초통계량과 그

래프는 계산과 작성 알고리즘이라는 절차적 지

식에 고착되지 않고 통계적 문제해결 내에서 그 

의미를 부여받아 의사소통에서 적절히 활용된다.

특히, 그래프는 기초통계량만으로 적절한 가설 

생성이 충분한 경우에도 통계적 의사소통을 위

한 시각적 참조물로 채택되어 활용되며, 그 과정

에서 통계적 추론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역할 또

한 수행한다.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는 특

히, 초등학교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그래프 지도

의 교수학적 의의를 예비교사들이 이해할 수 있

도록 안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을 매

개하는 과제(task)가 교사교육에서도 수학적 개념

의 핵심 아이디어를 인식하도록 안내하는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

하였다. 더욱이, 분포, 변이성, 중심, 맥락과 같은 

통계적 개념에 대한 우리나라 예비교사들의 이

해 수준은 실제 초․중․고 학생에 비해서도 유

의미하게 잘 갖추어졌다고 주장하기 어렵기 때

문에, 효과적인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것이 예비

교사를 위한 통계교육에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

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행연구

에서 다루어졌던 두 자료집합 비교 활동 과제를 

예비교사들이 직접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예비

교사교육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Pfannkuch(2006)는 상자그림으로 표현된 두 자

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교사들의 추론 요소 및 추론 조정 요소를 바탕

으로 [그림 III-3]과 같이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 모델을 분석 틀로 활용하여 두 자료

집합 비교하기 과제를 수행하는 예비교사의 발표

내용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비록, Pfannkuch

(2006)와 달리 상자그림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예비교사들은 모두 상자그림을 활용

하여 대체로 분석 틀에서 제시된 추론 요소 및 

조정 요소들을 드러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

러한 수행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

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

제가 갖는 교사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첫째,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는 기초통계

량을 단순히 계산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자료의 분포에 대한 정보로서 해석할 수 

있도록 이끈다. 즉, 분포의 중심과 퍼짐에 대해 

주목하게끔 하고, 통계량을 자료의 분포에 비추

어 해석하게 하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

사들은 가설 생성, 요약, 이동, 중심, 퍼짐과 같

이 분포와 변이성에 대한 추론에서 가장 핵심적

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모두 드러냄으로써,

그동안 예비교사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분포

와 변이성 개념에 대해 비형식적인 수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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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는 그래프를 

작성하고 통계량을 계산하는 기술에 주목했던 

전통적 통계교육에서 탈피하여 통계적 의사결정

을 위해 통계 정보의 생산자로서 능동적으로 그

래프와 통계량을 선택하는 통계적 소양을 개발

하는 데 기여한다. 수학과 대비되는 통계학의 정

체성이 변이성에 있고 그 변이성은 분포 개념을 

통해 다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예비교

사들은 이에 대한 인식 없이 자료를 절차적으로 

정리하고 기계적으로 요약하는 기술만을 지도해

왔다. 그러나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에 참여

한 연구 참여자들은 변이성을 분포로 표현하기 

위해 그래프와 통계량을 활용하였고, 자료가 의

존하는 맥락적 지식에 기반을 두어 통계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는 그래프(자

료 표현), 대푯값과 산포도(자료 요약)와 같은 자

료 분석과 결과 해석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통계적 의사소통을 위해 끊임

없이 분포를 나타내는 다양한 상징체계 사이를 

넘나들면서 이를 평가의 근거로 삼고 상호 참조

하는 추론 조정 요소를 보여주었다. 이는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각 단계의 유기적 연결을 돕

는다는 점에서 통계적 소양 교육으로서의 의의

가 있다.

그러나 과제는 그 자체가 개발자의 의도를 그

대로 구현해내지 못하며 과제를 활용하는 교수

자의 지식과 신념, 그리고 과제 활용이 이루어지

는 맥락과 그 기저의 문화에 의해 과제의 교육 

효과가 결정된다(Sullivan et al. 2015). 이에, 본고

는 전술한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가 갖는 

교사교육에서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의 활용상의 유의점

에 대해 제언함으로써 마무리한다. 이러한 제언

과 함께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의 실제 활

용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회와 제약에 대한 

조사가 후속 연구로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는 자료 맥락 

내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변수와 그 패턴, 그리

고 다른 한편으로 불변하는 핵심 특징이 수업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기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

다(Kullberg, 2010). 따라서 두 자료집합 비교하기 

과제는 학습자들이 핵심 특징을 식별할 수 있도

록 변수와 불변의 패턴을 적절히 준비하여 과제

를 제공하는 수업 설계 단계에서 교사의 전문성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V장의 각 절별 논

의에서 제언했던 표본 크기, 특이값의 포함 등은 

바로 예비교사들이 이에 관한 변이를 경험함으

로써 통계적 추론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그래프의 작성과 통계량의 계산은 공학

도구의 역할이며, 통계교육에서 공학도구의 의의

는 손으로 계산하고 작성한 것을 공학도구가 확

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도구로 계산하고 작성

함으로써 결과 해석 및 의사결정에 집중하는 것

이다(이경화, 구나영, 2015). 두 자료집합 비교하

기 과제는 학생들이 그래프의 작성 그 자체보다 

작성된 그래프를 바탕으로 하는 해석, 의사 결정

에 주목케 한다. 또한, 그 해석과 의사결정에 유

리한 그래프의 유형을 탐색하는 데 환원되는 피

드백 효과도 기대된다. 따라서 두 자료집합 비교

하기 과제가 위와 같은 의의를 교수학습에서 구

현하기 위해서는 공학도구의 적절한 활용이 필

수적이다. 공학도구를 이용하여 사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의사결정을 위한 과정이자 수

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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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mparing Two Data Sets” as Effective

Tasks for the Education of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Tak, Byungjoo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 Eun-Sung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ee, Young Myong (Daejeon Jangdae Middle School)

It is an important to develop teachers’ statistical

reasoning or thinking by teacher education. In this

study, the “comparing two data sets” tasks is

focused as a way to develop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reasoning about core ideas of statistics

such as distribution, variability, center, and spread.

6 teams of each 4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participated on the tasks and their presentations are

analyzed based on Pfannkuch’s (2006) teachers’

inference model in comparing two data sets. As a

result, they paid attention to the distribution and

variability in the statistical problem solving by the

“comparing two data sets” tasks, and used their

contextual knowledge to make a statistical decision.

In addition, they used some statistics and graphs as

the reference for statistical communication, which

is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improving

statistical education. The finding implies that the

“comparing two data sets” tasks can be used to

develop statistical reasoning of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Some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for

teacher education by these tasks.

* Key Words : comparing two data sets(두 자료집합 비교),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예비초등교

사) statistical reasoning(통계적 추론), statistics education(통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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